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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

  

  9월 30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19 학교민주주의 지

수’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스스로 학교 민주주의 문화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민주주의 지수는 학교문화, 학교구

조, 민주시민교육실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

홈페이지, 안내문자, 해당 사이트 방문으로 설문에 참여

할 수 있다. 해당 설문의 결과는 송우초의 약점과 강점

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 민주적인 송우초, 행복한 송우

초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2학년 미니운동회

   10월 2일 1~2학년을 대상으로 미니 운동회를 실시

하였다. 운동장에서 실시한 이번 미니운동회는 청백 계

주, 줄다리기, 장애물달리기, 공 던지기, 색판 뒤집기 등

을 실시하였다. 푸른 가을 하늘 아래 넓은 운동장에 모

여 마음껏 뛰고 달리면서 경기에 참여하였고 매 경기 

최선을 다했다. 이번 미니운동회는 심신을 단련하고 일

상의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버리는 시간이 되었다. 미

니운동회에 참가한 1학년 학생은 “넓은 운동장에서 맑

은 공기를 마시며 실컷 뛰어서 기분이 좋아요. 매일 오

늘 같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팀이 이겨서 더 기뻐요.”라

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송우초 학생들의 건강한 마

음과 몸을 가져 바르고 튼튼하게 성장해나가기를 기대

해본다.

   6학년 미니운동회

  지난 10월 2일(수)에 운동회 대체 프로그램으로 6학

년에서는 다목적실에서 미니운동회를 개최하였다. 

  행사는 1부 체육 경기와 2부 OX퀴즈로 진행되었다. 

체육 경기에서 학생들은 긴줄넘기, 볼링, 컬링, 판 뒤집

기, 팔씨름, 젓가락 콩 옮기기와 같은 종목에 부스형식

으로 조별 참가하였으며, 피구 경기는 반별, 남녀별로 

토너먼트 시합을 하였다. OX퀴즈는 개인별로 참가하여 

서로 상식을 겨루어 최종 우승자로 6학년 1반 박지훈 

학생이 우승하였다. 이번 미니운동회를 통해 신체능력을 

키우고, 조별로 다양한 도전 활동을 하며 협동심을 키울 

수 있었으며, 퀴즈 대회를 통해 모르던 상식들을 알게 

되어 지덕체를 갖춘 송우초 학생으로 자랄 수 있는 기

회가 되었다.

 

   5학년 작은 운동회 실시

  지난 10월 11일(금)에는 5학년 작은 운동회가 다목적

실에서 열렸다. 1부는 고백신 운동회, 2부는 반 대항으

로 다양하고 즐거운 경기종목으로 이루어졌다.   

  1부 “고백신 운동회”는 역사 단원과 관련하여 고구려, 

백제, 신라 3팀으로 나누었으며 볼풀공 바구니에 넣기, 

기차릴레이, 장애물 달리기, 짐볼 왕피구 등을 하며 역

사적 지식과 신체활동의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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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경험이었다.

  더불어 2부 “반 대항”운동회는 발야구 결승, 색판 뒤

집기 등의 활동으로 소속감과 공동체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장애학생(직업)안전교육

  10월 10일 목요일에는 장애학생 안전교육 중 직업안

전교육 수업을 진행하였다. 우선 마인드맵으로 학생들이 

관심 있는 직업의 종류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고 공통

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며 그 해결방안에 대

해 토의도 해보았다. 

  어떤 직업이든 물건을 들고 다닐 때에는 반드시 시야

가 확보되게 하고, 물이 바닥에 있으면 즉시 닦고, 계단

처럼 미끄러운 곳은 미끄럼방지 테이프 등을 붙이는 것

이 좋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칼을 사

용할 때에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자르려고 하지 않아야 

하며, 칼이 자신의 신체 방향을 향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토의한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할 예

정이다.

   3,4학년 미니운동회

  지난 10월 11일(금)에 운동장에서 3,4학년 미니운동회

가 진행되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전체 운동회가 

취소되어 미니운동회를 열게 되었다. 3-1, 4-1이 청팀이 

되고, 3-2, 4-2이 백팀이 되어 경기가 시작됐다. 장애물 

달리기, 큰 공 넘기기, 공 던져서 풍선 터뜨리기, 림보 

등의 경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학생들은 승패

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협동심을 발휘하며 즐겁게 참

여하였다. 이번 미니운동회를 통하여 학생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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